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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A21 평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ELPA21 은 학생이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측정하는 평가제도
입니다. 이 평가는 두개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초기 평가
(screener assessment) 이고 다른
하나는 일 년간 배운 것을 평가하는
총괄 평가 (summative assessment)
입니다.
초기 평가는 영어 학습자 (ELL)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로 학년 초나 새로운 학교에
등록할 때 치릅니다. ELPA21
초기 평가 결과로 ELL 학생
자격이 되면 학교 ELL 프로그램에
속해 그 학년 동안 영어 학습에
필요한 추가 도움을 받습니다.
각 학년 마지막에 모든 ELL 학생들은 ELPA21 총괄 평가 (summative assessment)를 치뤄야만 합니다. 그 평가
결과는 학생이 아직 ELL 학생인지 또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영어 능숙도 단계에 도달했으므로
ELL 프로그램을 그만두어도 (exit) 되는지 판정하는데 사용됩니다.

ELPA21 평가 제도는 다른 시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ELPA21 평가 시험은 표준 학급 시험과는 다릅니다. ELPA21 은 학생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측정하는 대신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ELPA21 초기 평가와 총괄
평가는 학생의 성적, 학과목 시험 성적, 또는 주 전체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어느 등급인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LPA21 시험 결과는 학생이 영어 학습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제 자녀의 학교는 왜 새로운 영어 능력 평가 방법을 사용하나요?

귀하 자녀의 학교는 영어 학습과 학급에서 배우는 내용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 새로운
영어능숙도 (ELP)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ELPA21 평가는 이 높은 기준과 수준을 맞추어 학생들이
참여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컴퓨터로 치르는 시험이며 시험 문제와
주제들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생 프리젠테이션,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 토론 등 학급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부터 ELPA21 으로 시험을 치르나요?
귀하 자녀의 학교는 2016 년 봄부터 ELPA 21 총괄 시험을 이용하여 학생의 영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매 해
측정하게 됩니다. 2016 년 가을 부터는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지 알아보기 위한 초기 평가에 ELPA 21 을 사용할
것입니다. ELPA 21 을 실시하는 구체적 날짜에 관해 정보가 필요하시면 학생의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은 학생 교육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입니다. 학생이 ELPA21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elpa21.org/assessment-system/sample-items 을 방문하셔서 K-12 학년을 위한 ELPA 21 샘플
시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십시오.

•

학생의 교사에게 학생이 영어의 어느 영역이 향상되도록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부모님께 매일 읽어줄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ELPA 21 에 관해 더 알기 원하시면

ELPA21 에 관해 더 알기 원하시거나 자녀의 학교에서 어떻게 실시되는지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학생의 교사나
교장선생님과 이야기 하십시오.
ELPA21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lpa21.org 또는 info@elpa21.org 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ELPA21: 영어 학습자 (ELL) 를 위한 학생 중심의, 표준에 기초한 평가입니다.

